
(주 )엠투소프트 회사소개서

MORE THAN THE 

MOST

SOFTWARE

IN THE WORLD. 



회사 개요



회사개요일반 현황

㈜엠투소프트 (http://www.m2soft.co.kr)

전 승 민

2001년 7월 2일

66명 (2020년 7월 현재)

■ 리포팅 솔루션
Crownix Report & ERS 7

RD EPS(Enterprise Printing System)

Report Portal

■ 전자문서 솔루션
Crownix Smart Form 7

동경 판매 법인 : 일본 엠투소프트㈜ (07년 8월 설립)

일본 혼다자동차 전세계 판매망 관리 시스템에 표준 리포팅 툴로 공급 개시 (04년 1월)

사가시 전자자치체 구축 프로젝트의 표준 리포팅 툴로 공급 (04년 4월)

히다찌 시스템 큐슈(HSQ)와 RD 판매 계약 체결 (06년 2월)

미쓰비시 전기 비즈니스 시스템(MELB)과 RD 판매 계약 체결 (08년 12월)

우라소에시 전자자치체 구축 프로젝트의 표준 리포팅 툴로 공급 (09년 1월) 

일본 샤프 전자 전사업소 표준 장표 출력 시스템에 적용 공급 (11년 5월)

사가시 전자자치체 재구축 프로젝트의 표준 리포팅 툴로 재공급 (15년 6월) 외 다수

■ 차트 솔루션
Crownix Chart 2(HTML5)

■ 영상회의 시스템
X-Finger Communication OC

■ EUC Tool

Crownix EUC



회사개요주요 연혁

2011 7 Crownix Report 6.0 & ERS 6.0 출시

2010 9 한일산업기술협력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4 SW글로벌스타 육성기업 선정

2009 7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우수기업(지식경제부)

2008 4 SAP NetWeaver 통합 인증 획득

2007 10 Report Designer 5.0 GS(Good Software)인증 획득

8 판매 합자법인 일본엠투소프트㈜ 설립

6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서울지방중소기업청)

2006 2 일본 HITACHI(HSQ)와 총판 계약

2005 11 기술혁신중소기업(INNO-BIZ)

8 수출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울지방중소기업청)

7 ISO 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04 7 우수벤처글로벌화 지원사업 선정(서울지방중소기업청)

2003 11 행정자치부 장관상(소방전산화 공적 인정)

2002 6 벤처기업인증(2002113471-8151)

2001 12 Report Designer 2.5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11 부설연구소 설립

7 주식회사 엠투소프트 설립

1997 3 신 소프트웨어 대상 수상(정보통신부장관상)

1 Report Designer 1.0 발표

2019 8
조달청 조달우수물품 지정 – Crownix Report & ERS 7,
Crownix Smart Form 7

2017 10 Crownix Report & ERS 7 / Crownix Smart Form 7 출시

8 X-Finger Communication OC 클라우드 서비스 개시

7
Crownix Report & ERS 7 / Crownix Smart Form 7 /
X-Finger Communication GS1등급 인증 획득

2016 6
2016년 상반기 히트상품 고객만족 부문에 전자문서 솔루션
Crownix Smart Form 선정 (디지털타임즈)

2015 10 CMMI Level 3 인증 획득

2014 12 Active-X 대체기술 시범 사업자 선정(미래창조과학부)

10 한국전자전(KES) 2014 베스트 소프트웨어 20선 선정

8 Crownix Smart Form 출시

4 일하기 좋은 으뜸기업 선정(중소기업진흥공단)

2013 11 ‘2013 Korea Software Vendor Top 50’ 선정

9 라이브로를 이용한 스마트기기만으로 해외특파원 생중계 보도

5 중국 국제SW박람회 참가 ‘중국에서 주목받은 국산SW7선’ 선정

2012 12 2013년도 하이서울브랜드사업 선정

12 영상솔루션 전문기업 “에넴누리(주)” 인수합병

12 제13회 SW산업인의 날 대통령 표창(지식경제부)

10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 획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 Crownix Report 6.0 & ERS 6.0 GS(Good Software) 인증 획득



회사개요기술력

CMMI Level3 인증 Crownix Report & ERS 7 GS 인증 Crownix Smart Form 7 GS 인증 X-Finger GS 인증

SAP Netweaver 인증 블루투스 기반 무선통신 기술 특허 웹 서비스를 이용한 레포트 작성
및 그 방법에 대한 특허

EJB 동적 이용에 의한 레포트 작성
및 그 방법에 대한 특허



회사개요조직도

M2Soft Korea

M2Soft Japan

주주총회

경영관리본부 해외사업본부 BIS사업본부전략기획본부 기술연구소

대표이사

감사

고객사업부 Solution팀 Application팀

전자문서사업부

서비스사업부

Engine팀 Digital Media팀

PM팀 QA팀

관리본부 영업본부 기술지원본부

대표이사

컨설팅팀



제품 개요



⚫ WebRTC 기반의 영상회의 시스템

⚫ 자체 미디어 처리 기술로 안정된 고품질의
영상 통신 지원

⚫ 화면/문서/보드 공유 등 협업 기능

⚫ HTML5 기반의 전자문서 솔루션

⚫ 다양한 입력 컴포넌트 및 SDK 제공

⚫ 업무 Application, 보안 솔루션, 공전소 등
외부 모듈과 연동/연계 지원

⚫ 20여 년 기술력의 리포팅 솔루션

⚫ 20여 국가, 4,000여 적용 사례 보유

⚫ 개발자의 코딩 작업을 최소화하여 뛰어난
개발생산성을 보장

제품개요주요 제품

Crownix
Report & ERS

Crownix
Smart Form

X-Finger
Communication OC



제품개요Crownix Report & ERS is…

Crownix Report & ERS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연동하는 각종 보고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양질의 보고서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최고의 리포팅 솔루션입니다.

웹 표준 지원

Viewer 제공

품질 보증

업계 최초 획득

플랫폼 지원

서비스 제공

4,000여 적용 사례

성능/안정성 검증

CLOUD

Frame-
work

Web
Service

FILE

XML
JSON

RDBMS

LegacySAP

EJB/.NET



제품개요Crownix Report & ERS is… (계속)

Crownix Report & ERS는 97년에 버전 1.0이 발표된 한국 Reporting Solution의 선도 제품이며, 

강력한 Reporting 기능으로 개발자와 사용자의 보고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제품입니다.

Easy & Powerful

SELECT column1, column2, …

Title

Header

Data

drag & Drop

• WYSIWYG 방식의 개발 툴

• Word Processor 수준의

표 편집 기능 제공

• 다국어(Unicode) 지원

• 다양한 Data Source 지원

• 강력한 Reporting 기능 제공

• 웹 접근성 및 Mobile 지원

• 미리보기 및 인쇄/저장 지원

• 외부 Application 연동 지원

Any Platform(Device)

Crownix Report & ERS

Preview / Print / Export



제품개요Crownix Smart Form is…

Crownix Smart Form은 신청서, 계약서, 동의서 등의 기존 종이 기반의 문서를 전자 문서로 손쉽게

개발하여 사용자 디바이스에 제한없이 서비스할 수 있는 HTML5 기반의 전자문서 솔루션 입니다.

디지털

창구

설문조사

점검표

동의서

신청서

전자

청약∙계약

ODS

기타

활
용



제품개요Crownix Smart Form is… (계속)

웹 화면
연동

달력

사진 촬영
파일 첨부

메모 기능

지문 인식
(기기 연동)

형광펜
주석 기능

공전소

Crownix Smart Form은 고품질 전자문서의 손쉬운 개발, 생성 및 전자서명, 이미지변환, 업무시스템

연동, 문서보안 그리고 외부솔루션 연계 등을 통한 Smart한 Business 업무환경 구축을 지원합니다.

외부솔루션
연계

타임스탬프

본인인증

EDMS

기타솔루션



제품개요X-Finger Communication OC is…

협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특화기능

▪ 문 서 공 유 , 화 면 공 유 , 프 로 그 램 공 유 ,
화이트보드 공유, 채팅, 실시간 파일 전송 등
영상 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특화
기능 제공

다양한 N-Screen 디바이스 지원

▪ PC, Mac, Tablet, 스마트폰, 스마트TV, STB, 각종
Android/Linux embedded 장 비 등 을 통 해
언제 어디서나 영상 서비스 사용 가능

Productivity

Any Device

고품질 영상 회의

▪ N-Screen 디바이스 환경에서 네트워크 사용을
최소화하고도 고화질(HD, Full HD), 고음질의
실시간 양방향 영상회의 제공

High Quality

WebRTC 기반의 영상회의 시스템

X-Finger Communication OC 는 디바이스에 제한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다자간 고품질

영상회의를 지원하며, 다양한 협업 기능을 제공하는 WebRTC 기반의 영상회의 시스템 입니다.



제품개요X-Finger Communication OC is… (계속)













적용사례Crownix Report & ERS – 정부 3.0 맞춤형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부(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국민연금공단



적용사례Crownix Report & ERS – 각종 데이터 연동 출력

기업/기관/학교/병원 업무 시스템 내의 다양한 보고서 대국민/대고객 대상의 출력물 (제증명, 메일/팩스 연동)

지로용지, 라벨, (POS)단말기 인쇄, 통장 인쇄 등통계 보고서 및 통계 화면 출력 (Data Drilling 지원)



적용사례Crownix Smart Form – 전자 문서 (Paperless) 업무

SKT(eSSone) 국민건강보험공단(영유아 건강검진 전자문서 시스템)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검진 문진표)DB손해보험(영업용 모바일 시스템)



적용사례X-Finger Communication OC 와 영상 솔루션

클라우드 영상 회의 서비스

- 클라우스 서비스로
별도 서버 구축 없이
서비스 사용 가능

- 사용량 증감에 따라
유연한 대응 가능

네이버 클라우드 영상 회의 서비스

해외 중계 방송시스템

- 위성 중계 장비 없이
로밍된 핸드폰을 이
용하여 실시간 현지
생방송

실시간 해외 현지 중계 방송

IPTV원격화상의료서비스

- 대화형 영상상담
서비스 이용

- 노인복지관-보건소
간 건강상담 서비스
구축

강서구 IPTV 효도방

개인형∙참여형 방송시스템

- 2011년 한국정보화
진흥원

- 로컬 푸드 일번지
- 양방향 참여형 방송
서비스 진행

완주군 로컬 푸드 N-Screen 서비스



적용사례주요 고객



M2Soft  Korea 

7FL Kolon digital tower II, 27 Seongsuiro7(chil)gil

Seongdong-gu, Seoul, 133-120 Korea 

Tel: +82-2-2188-8500   Fax: +82-2-2188-8508

M2Soft  Japan

H.R.Net Bldg 3F, 4-7-10 Nihonbashi Hon Machi Chuo-Ku, Tokyo.

Tel: +81-3-6225-2290   Fax: +81-3-6225-2291


